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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역을 디자인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요~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제안한 사업으로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역을 디자인하고 싶어졌어요

주민이 예산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주민은 사업 제안,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에 참여하여
예산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주민이 직접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기구, 주민자치회 등
※ 자치단체는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주민제안 접수

주민투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 등
※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
※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예산집행

사업진행 모니터링,
주민협의체 등이 사업에 참여

예산결산

지방자치단체

환류

사업평가
(주민참여·의견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및 추천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제안사업 선정, 주민의견서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경기 수원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사업을 발굴했어요

온라인 주민총회·청소년총회 개최(서울 은평구)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주민제안사업을
토론하고 실시간 온라인 투표, 사업선정 결과발표를 유튜브 등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했어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지역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도전! 주민참여예산과 함께~(대구광역시)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에게 직업교육 지원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장애없는 보행권을 보장해주세요~(서울 성북구)
장애인복지관 앞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멀리 돌아서
가던 길이 가까워졌어요

벽화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등굣길(부산 사하구)
학교 진입로의 노후된 옹벽에 주민, 학생, 작가가 함께 벽화
등굣길을 만들었어요

어린이 안전지킴이 ‘옐로카펫’(대구 달서구)
학교 앞 횡단보도 대기장소와 벽면에 옐로카펫 설치로 학생들과
운전자의 안전지수가 높아졌어요

버스승강장을 시원하고 따뜻하게~(울산 북구)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 온열의자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쾌적하고 따뜻해 졌어요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하는 카페~(전북 완주군, 중학생)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와 방과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생겼어요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는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에
공개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꽃핍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